Eppendorf Microcentrifuge 59XX series 사용법 – Parameter 설정
1. Operating control panel 설명

1. Prog key : 자주 사용하는 원심분리 조건 저장 가능
2. Short key : spin-down 사용을 원할 때
3. Open : lid open 버튼
4. Start/Stop 버튼
5. Standby key : display 전원 on/oﬀ 버튼
6. Display : 원심분리 조건 확인가능
7. Speed : 원심분리 속도 조절 버튼
8. Temp : 원심분리 온도 조절 버튼
9. Time : 원심분리 시간 조절 버튼
10. Fast temp : pre-cooling을 진행하고자 할 때
11. rcf/rpm conversion : 속도 단위 변경하고자 할 때
12. Menu Arrow key : 메뉴 선택시 사용
13. Menu : 장비 추가 기능 사용시 선택

2. 원심분리 parameter 설정
1) 온도/속도/시간 설정

‘speed’버튼 → 화살표를 이용하여
설정 값 셋팅
*RPM/RCF conversion : 11번 버튼 눌러
단위 변경 가능

‘�me’버튼 → 화살표를 이용하여
설정 값 셋팅
*10 sec 이하 또는 99min 59min
이상으로 설정하면 con�nuous
원심분리 가능

‘start’ 버튼 → 작동시작
작동 중 일때
아이콘 깜빡
거림

‘Temp’버튼 → 화살표를
이용하여 설정 값 셋팅

2) 추가 기능 사용
① 감/가속 조절 : 예민한 시료를 회수하고자 할때, 원심분리 감/가속 속도 조절 가능

‘menu/enter’ 버튼

화살표
위/아래방향버튼
‘Ramp’항목 선택 후,
‘menu/enter’버튼

위/아래 화살표 버튼으로 ‘Acc.ramp’
또는 ‘Braking ramp’ 선택
*가속 (accelera�on) : 0~9까지 조절.
‘0’ = slow ‘9’=fast
*감속 (Braking) : 0~9까지 조절. ‘0’
자연 정지

좌/우 화살표로 단계 선택 후
‘menu/enter’ 버튼으로 설정 값
저장

② At set rpm : 원하는 속도에서 정확한 시간동안 원심분리를 하고자 할 때 설정 가능

‘menu/enter’ 버튼

화살표 위/아래방향버튼
‘At set rpm’항목 선택 후
‘menu/enter’버튼

위/아래 화살표 버튼으로 ‘on’
또는 ‘oﬀ’ 선택
*On
: 설정 속도의 95%이상
도달했을 때 �mer 작동 시작

‘menu/enter’
버튼으로 설정 값
저장

*Oﬀ
: ‘start’버튼 누름과
동시에 �mer 작동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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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pendorf Microcentrifuge 59XX series 사용법 – Parameter 설정
③ FastTemp, Fast Temp pro : 원심분리기 챔버를 원하는 온도로 미리 셋팅할 수 있는 기능
Fast Temp

Fast Temp pro : 희망 날짜 및 시간 설정 가능
‘menu/enter’ 버튼 → ‘Cooling System‘ > ‘Fast Temp pro’ 항목 선택 →
‘One �me use’ 또는 ‘repeated use’ 항목 중 선택 → 시간, 온도, 날짜 선택
→ ‘menu/enter’버튼으로 저장 → display에

‘Temp’ 화살표
이용하여 온도 설정

‘Fast Temp’ 버튼 눌러
작동 시작
* 설정 온도 도달하면
작동 멈춤

표시됨

*Repeated use를 선택하였다면, 사용 주기를 설정해 주어야 함
*Fast Temp pro 사용시 장비 전원을 켜두어야 함

④ Program : 자주 사용하는 원심분리 조건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기능

사용하고자 하는
속도/시간/온도 설정

프로그램 키를 2초간 꾹 눌러 설정값 저장
*프로그램이 저장되면, 파란색 램프 켜짐 (빨간 화살표)
*저장한 프로그램 로딩 시, 버튼을 1번만 가볍게
눌러주면 됨

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
→ 전원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 되었는지 확인
→ Fuse가 손상되었는지 확인
2. 원심분리기 lid가 열리지 않을 때
→ 로터가 작동중인지 확인
→ main power가 정상인지 확인 후, emergency release 진행
3. 원심분리를 시작할때,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
→ 로터 내부에 샘플이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는지 재확인
→ 작동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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